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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내 레거시 웹서버 통합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적용량 및 전환이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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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홈페이지 서비스를 주로 하는 웹 서버들의 평균 이용률이 대체로 낮고 업무 부하의 변화도 크지 않

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가 구성원 등으로 국한되고 새로운 서버를 구매할 때 최적용량 보다는

최대용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서버를 독점 운용하게 된다. 웹 서버의 운용에는 초기 비용뿐

아니라 평상시 운용비용도 포함된다. 평균 이용률이 낮은 웹 서버들을 클라우딩하여 통합 운영하면 사

용자에게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면서도 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캠퍼스내의 여러

웹 서버들을 클라우딩하여 통합 운영할 때 기존 웹 서버와 동일한 서비스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용

량을 산출하고 그때 절약되는 비용을 분석한다. 전통적인 웹 서버들과 통합 클라우딩을 위한 서비스 모

델을 정립하고 사용자 요구 행태에 따른 최적용량을 대기이론으로 분석하고 비용 절감 정도를 제시한

다. 제시된 서비스 모델과 분석 결과는 중대규모의 대학 캠퍼스는 물론 비슷한 규모의 기업, 기관들에

쉽게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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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Profit and Optimal Capacity of Cloud Computer for

Integrating Legacy Campus Web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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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oud computing helps users to save a significant amount of cost that is related to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and maintenance. In this paper, we study the conversion planning from

campus legacy web servers into an integrated cloud computing web server system. We also analyze

the conversion profit when campus web servers are integrated into a cloud computer. We first

investigate the cost of legacy system model of campus web servers operated by individual

laboratories, departments, institutes and so on. Next, we set up a cloud computer model for the

integrated web services meeting the same performance requirements. Then, we derive the conversion

profit. From the result of the derivation, we see that the conversion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and adopted by mid or large sized campuses and similar institutions that provide web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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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 산업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다. 클라

우드 컴퓨팅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소프트

웨어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어플

리케이션 등의 정보 자원을 필요할 때 임대하여

활용한다. 조직의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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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해 오던 전통적인 접근에서 간편한 임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사용자뿐 아니라 IT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정보시스템

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기업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서비

스나 서비스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조직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신속히 만들 수 있어 조직

의 민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 응용(legacy applications)을 클라

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진입할 의사

결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비슷한 서비스를 서로 다

른 프라이싱 모델로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성능 자료는 간과하고 있으며, 제시하지 못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기존 응용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용할 때의 비용과 클라우

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지 못한

다. 현실적으로 모든 데이터센터를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클라우

드 공급자도 이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궁극적으

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되더라도, 기

관이 보유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애플리케

이션을 선별하여 점진적으로 클라우드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잠재적인 사용량이 불확실하거

나, 매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원이 사

용된 후 나머지 시간에는 유휴 상태로 유지되거

나,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자원이 사용되지

만 특정 기간에만 작업량이 매우 많은 애플리케

이션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웹 서비스 환경에서 서버의 평균 이

용율은 4∼18%로 낮은 편이다[1]. 하나의 웹 서

버를 운영할 때의 비용은 서버 도입 시의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비용뿐 아니라 평상시의 운용

비용도 포함된다. 이 비용은 대체로 관리기관이

부담하지만 낭비 요소가 있어 보인다. 특히 대부

분의 사용자가 업무 담당자로 한정되어 있고 업

무부하의 분포가 특정 시점에만 집중되는 환경

에서는 업무 부하량에 비해 과도한 서버를 독점

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업무가 추가되어 새

로운 서버를 구매해야 할 때 최적용량을 산정하

기보다는 최대용량의 서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평균 이용률이 낮은 웹 서버들을

클라우딩하여 통합 운영하면 사용자에게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면서도 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이 보유한 수많은 웹 서버

들을 클라우딩하여 통합 운영할 때 기존 웹서버

와 동일한 서비스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용

량을 산출하고 그때 절약되는 비용을 분석한다.

먼저 전통적인 웹 서버들과 이들을 통합한 클라

우드 컴퓨팅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고 사

용자 요구 행태에 따른 최적용량을 대기이론으

로 분석하고 비용 절감 정도를 제시한다. 대학

캠퍼스의 수많은 서버들은 대체로 각 부서나 학

과의 홈페이지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이 서버

들을 클라우딩하여 통합 운영하면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품질을 제공하면서도 시스템의 유

지, 운영에 필요한 총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다. 제시된 서비스 모델과 분석 결과는 중대규모

의 대학교는 물론 웹서비스를 많이 하는 비슷

한 규모의 기업, 기관들에 쉽게 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연

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웹서버와 통합 클라우

드 시스템의 모델을 정립한다. 대기이론으로 사

용자 요구 행태에 따른 최적용량을 분석, 검토하

고 비용 절감 정도를 4장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과 비용은 모델링, 시

뮬레이션,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 분

석되고 있다[2]. 대규모 멀티티어 시스템을 효율

적으로 설계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 MDCSim[3]은 시뮬레이션 인프라로서 클러

스터 기반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소비전력을 다

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전통적인 데이터센

터 환경을 IaaS로 전환할 때의 성능과 확장성에

대한 예측과 평가도 중요하다[4][5]. [4]은 엔터

프라이즈 수준의 가상화 환경에서 N 티어의 응

용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RUBBoS를 이용하여

자원이용률, 사용자요구특성, 성능 등을 분석하

고 문맥교환 오버헤드, 네트워크 드라이버 처리

부담 등을 시스템 차원의 병목요소로 언급하였

다. CloudGuide[6]은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에서 실행할 때 각각

의 비용을 추정하고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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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컴퓨팅 자원을 대기이론[7]으로 예측하는

도구이다. 즉 사용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성능 수

준을 만족하면서 기존응용을 다양한 클라우드

공급자에서 실행할 때의 비용을 추정하고, 새로

운 작업부하에 적합한 클라우드 구성방안도 찾

을 수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자원의 타입과 수

를 입력하여 추정비용을 산출하고, 응용이 요구

하는 성능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클라우드

자원량을 사용자들이 추정해야한다. 그리고 성능

과 비용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벤치마크 결과를 응용별 요구사항

과 연관지우는 작업도 필요하다. [8]에서는 레거

시 응용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으며 British

Telecom에서 운용하는 세 가지 응용들을 대상으

로 전환 방법과 실제를 다루고 있다. Koch 등은

클라우드 자원을 교육기관에 제공할 때 더욱 정

제된 수요예측 방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평가

하였으며[9], 응용프로그램의 특성을 바탕으로

서비스품질을 손상하지 않고도 비용에 최적화하

는 동적 자원할당 기법들을 수치해석으로 분석

하였다.

3. 웹 서비스 시스템의 모델링

웹 서비스는 인터페이스, 응용서버, 데이터서

버의 3단계를 거치는데, 사용자가 요청하는 트랜

잭션은 인터페이스 단계에서 해석되어 해당하는

응용서버로 전달, 처리된다. 전형적인 인터넷 응

용인 N 티어 작업부하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의 성능이슈와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설

정한다.

3.1 레거시 웹서버 시스템 모델

대학의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거시 웹 서버 시스템을

(그림 1)의 (a)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의 (a)에서의 서버 (  ∼)는 캠퍼스내에서

의 개별 서버들을 나타낸다. 각 웹 서버의 사용

자 트래픽과 성능에 관련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번째 웹서버에 도착하는 사용자 웹 트랜

잭션은 도착률 인 Poisson 분포로 가정한다.

포아슨 분포는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분석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포로서 많은 사용자들이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트래픽을 생성할 때 적합

한 모델이다.

(그림 1) (a) 레거시 웹 서버 모델 (b) 클라우딩

컴퓨터 ()를 이용한 통합 웹 서비스 모델

 (a) (b)

(Figure 1) (a) Legacy web server system (b)

Clouding web server system

또한 웹서버의 트랜잭션 처리시간은 랜덤변수

로 가정한다. 웹서버의 트랜잭션 처리률은 

로 정의하며 이는 1/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 여기서 는 의 평균값을 표시한다.

주어진 사용자 웹 트랜잭션 트래픽에 대하여 

는 웹서버 컴퓨터의 처리용량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랜덤변수 에 대한 분산값으로 
를

사용한다. 웹서버의 성능척도로는 서비스에 대한

성능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파라미터인 평

균 응답시간을 사용한다.

많은 웹서버들이 비슷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사용자들은 여러 웹서버를 돌아다니면서 웹 서

핑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내의 모든 웹

서버가 동일한 평균 응답시간을 제공한다고 가

정한다. 현실적으로는 웹서버들이 서로 다른 응

답시간을 보이겠지만, 클라우드로의 통합 웹서버

와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웹 서버

들이 동일한 평균 응답시간을 제공하도록 설계

되었다고 단순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레거

시 시스템의 평균 응답시간을  이라고 표시하

자. 유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웹서버들의 처

리용량은 서로 다르겠지만, 각 웹 트랜잭션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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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컴퓨터시스템의 처리용량의 분포 패턴은

스케일링만 차이가 있지 동일한 패턴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웹 서버 는 독자적인

처리용량 (1/ ) 및 
를 갖지만, 본 가정하에

서는 모든 웹 서버는 동일한 coefficient of

variation   


(  ∼)를 갖게 된다. 또

한 웹서버 시스템 가 갖는 TCO는 다음과 같

다.

   , (  ∼) (1)

여기서  ,  , 는 각각 번째 웹서

버에서의 Total Cost of Ownership, Cost of

Computer Facility 및 Operation Expenses를 나

타낸다.

3.2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통합 웹

서비스

(그림 1)의 (b)는 학내 레거시 웹서버 시스템

을 클라우딩으로 통합한 시스템 를 나타낸다.

레거시 시스템에서 웹서버 별로 분산되던 사용

자 트래픽은 통합되어 도착률 인 포아슨 분포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여러 개의 포아슨 분포

의 합은 역시 포아슨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포

아슨 분포의 메모리리스 특성에 기인한다. 캠퍼

스내의 전체 트랜잭션 수는 변함이 없으므로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또한 클라우드 컴퓨터의 웹 트랜잭션 처리시

간은 랜덤변수 로 가정하고, 클라우드 컴퓨터

의 웹 트랜잭션 처리율을 로 정의하면 이는

1/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 여기서

는 의 평균값을 표시한다. 주어진 전체 사

용자의 총 웹 트랜잭션 트래픽에 대하여 는

클라우드 컴퓨터의 처리용량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랜덤변수 에 대한 분산값으로 
 를

사용한다. 그러면 coefficient of variation는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클라우드 컴

퓨터의 웹서비스에 대한 성능척도로서 역시 평

균 응답시간을 가정하며 라고 표시하기로 하

자.

클라우딩 컴퓨터 는 다음과 같은 TCO를 갖

는다.

 , (3)

여기서 , , 는 클라우드 컴퓨

터에서의 Total Cost of Ownership, Cost of

Computer Facility 및 Operation Expenses를 나

타낸다.

3.3 웹 서버의 운영비용 (CCF)

에는 여러 요소들, 즉 기본적으로 컴퓨터

facility에 대한 구입비용을 내구연한으로 나눈

값뿐만 아니라, 사용 중의 업그레이드 비용, 고

장 대체 비용 등이 포함된다. 컴퓨터 facility 구

입 비용에는 CPU 성능,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

리고 성능향상을 위해 부가하는 보조 모듈에 대

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비용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웹 트랜잭

션 처리 용량에 대한 함수로서 산정될 수 있다

고 가정한다. 즉 웹 트랜잭션 처리 용량에는 여

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성능에 관련

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반영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웹 트랜잭션 처리용량을

로 나타낼 때, 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

현할 수 있다.

  (4)

여기서 ⋅는 평가 당시의 컴퓨터 facility의

시세를 반영하는 함수로,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

의 수요 공급에 따라 조사, 규정되는 관계 함수

이다. 임의의 단조증가함수도 ⋅가 될 수 있

으나, 본 논문에서는 4장의 성능 수치 추출을 위

해 상식적인 두 개의 함수를 활용한다. 물론 실

제 시세를 반영하는 함수가 조사되면 그 함수를

본 논문의 분석과정에서의 수식 전개의 변화없

이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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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적용할 함수는 다음의 1차 비례 함수이

다.

 ⋅ (5)

즉 의 비용이 컴퓨터의 처리용량에 따라

비례상수 와 같이 선형 증가하는 경우로서, 처

리용량이 3배가 되면 도 3배가 되는 단순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처리용량이

3배가 되더라도 비용은 3배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처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비용은

위로 볼록한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며,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의 예로서 다음 함수를

두번째로 적용한다.

 ⋅log (6)

단 여기서 는 비례상수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두 가지 시세 함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컴퓨터 facility의 시세 함수 ⋅의

두가지 적용 예 :

(a)  ⋅ (b)  ⋅log

(a) (b)

(Figure 2) Two examples of ⋅ :

(a)  ⋅ (b)  ⋅log

4. 성능 분석

4.1 레거시 시스템의 용량 분석

성능척도인 평균 응답시간  및 coefficient

of variation 이 주어졌을 때 이를 제공하기

위한 웹서버 시스템 의 용량은 M/G/1 대기이

론 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 (7)

단 여기서  
의 관계를 갖는다.

위의 식을 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정리하면,





 . (9)

윗 식에서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1일 때 (coefficient of variation이 1인 경

우로 지수분포의 처리시간이 한 예가 됨)는 1차

식이 되므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




(10)

≠1일때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 진다.


 



±





(11)

 > 1 일 때 (coefficient of variation이 1보

다 큰 경우로 hyperexponential 분포의 처리시간

이 한 예가 될 수 있음), 는 양수이어야 하므

로 위의 두 근중에서 다음의 하나의 근만 가지

게 된다.












(12)

또한  < 1 일 때 (coefficient of variation

이 1보다 작은 경우로 Erlangian 분포 또는 상수

분포 처리시간이 예가 될 수 있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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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상태에

서,  
는 1보다 작아야 하므로 (1보다 크

면 시스템 발산함),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답은

다음과 같다.












(13)

그러므로 위의 식들로부터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for  

 


 



  for ≠

(14)

즉 웹서버 시스템 의 처리용량 는 다음과

같다.

  














 for  


 




 

 
 for ≠

(15)

이에 따른 웹서버 시스템 의 는 다음과

같다.

  (16)

4.2 통합 클라우딩 시스템의 용량 분석

본 절에서는 클라우딩으로 통합하여 웹 서비

스를 수행할 때의 용량을 분석한다. 성능척도인

평균 응답시간  및 웹 트랜잭션의 처리용량

요구특성 가 주어졌을 때 또한 입력되는 웹

트랜잭션 입력이 포아슨 분포로서 도착률이

 
  



 일 때 M/G/1 대기이론 모델을 적용

시킨 4.1절의 유도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for  

 
 

 
 

 
   for ≠

(17)

그리고 웹서버를 통합한 클라우드 시스템 

의 처리용량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for  


 

 
 

  

 
  for ≠

(18)

이에 따른 웹서버 통합 클라우드 시스템 의

는 다음과 같다.

  (19)

4.3 TCO 전환 이익

학내 레거시 웹 서버 시스템 모델의 총 TCO

는 다음과 같다.

 = 
  



 = 
  



 

= 
  



  (20)

반면 클라우딩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 웹 서비

스 모델의 TCO는 다음과 같다.

 =   =  (21)

그러므로  로 하여 동일한 웹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면서 학내 레거시 웹서버 시스템

에서 통합 웹서비스 클라우드 모델로 전환할 경

우의 전환이익을 구할 수 있다.

전환 이익 =  (22)

4.4 분석 및 토의

4.4.1 웹 트랜잭션 도착률과 컴퓨터 처리용

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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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요청하는 웹 트랜잭션들의 도착률과

컴퓨터 처리용량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

다(그림 3).이는 레거시 시스템과 통합 클라우드

컴퓨터에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그림 3) 웹 트랜잭션 도착률과 컴퓨터

처리용량과의 관계

(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computer

processing capacity and web transaction arrival

rate

(그림 3)에서 x축은 웹 트랜잭션의 초당 도착

률 를 나타낸다. y축은 주어진 도착률에서 평

균응답시간 를 1초로 가정할 때 이를 충족시

키는데 필요한 컴퓨터 처리용량을 도착률에 대

한 비율로 나타내었다. 또한 coefficient of

variation이 각각 0.5, 1.0, 5.0, 10.0 일 때의 관계

를 표시하였다. 그래프로부터 도착률이 낮을수

록, 또한 coefficient of variation이 클수록 주어

진 웹 트랜잭션 트래픽에 대비하여 준비해야할

컴퓨터 처리용량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10.0 일 때 도착률이 초당 10건이면 원칙

적으로 처리용량이 10정도인 컴퓨터가 필요하지

만, =1초의 평균응답시간을 맞추려면 (그림 3)

의 경우 이보다 약 3배가 많은 28.4의 처리용량

을 가진 컴퓨터가 필요하다. 다만 도착률이 커지

면서 이 비율이 낮아져 거의 1의 값으로 수렴한

다. 이는 컴퓨터 이용률이 1에 수렴하게 되면 대

기시간이 급격히 커진다는 대기이론의 결과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나, 본 경우에는 도착률이

커짐에 따라 처리용량이 같이 증가하여, 하나의

웹 트랜잭션의 처리시간도 처리용량에 반비례하

여 급격히 작아지므로, =1초라는 시간은 하나

의 웹 트랜잭션의 평균 처리시간을 기준으로 보

면 아주 큰 숫자가 되어 컴퓨팅 이용률이 1에

수렴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급격히 커진다는 대

기이론의 결과와 부합하게 된다.

또한 (그림 3)의 그래프에서 coefficient of

variation가 작게 되면 도착률에 대한 처리능력

의 비율이 초기부터 1의 값으로 수렴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작은 값의 coefficient of variation는

웹 트랜잭션 처리시간의 변이가 작다는 것을 의

미하며, 처리시간의 불규칙성이 작아지면서 대기

시간의 변동폭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평균 대

기시간이 짧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적으로 웹 트랜잭션 처리시간의 변동폭은 크며,

이는 아주 간단한 웹 화면 처리에서부터 멀티미

디어 데이터 등 대량 데이터의 처리 및 하드디

스크 접속시간 차이,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따른

검색시간 차이, 생성되는 쓰레드 개수에 따른 처

리시간의 변동 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웹 트랜

잭션 처리시간의 coefficient of variation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그림 3)의 그래프로부터 여러 웹 서

버들을 웹 서버 통합 클라우딩으로 전환할 때,

준비해야하는 컴퓨터 처리용량 면에서도 유리함

을 알 수 있다. =10.0 일 때 웹 트랜잭션의 도

착률이 10인 웹 서버의 처리용량은 28.4이 되는

데, 이러한 서버 컴퓨터가 10대인 경우 준비해야

하는 총 처리 용량은 28.4×10=284가 된다. 그러

나 통합 클라우딩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도착

률은 10×10=100 이 되므로 도착률이 100인 클라

우드 컴퓨터의 처리용량을 구하면 되는데, 이 경

우 처리용량은 137이 된다. 즉 처리용량 면에서

약 절반 정도만 준비하면 됨을 알 수 있다.

4.4.2 레거시 웹 서버 시스템과 웹 서비스

통합 클라우딩 컴퓨터의 비용

본 절에서는 레거시 웹 서버 시스템과 웹 서

비스 통합 클라우드 컴퓨터의 비용을 구체적으

로 비교한다. 레거시 웹 서버의 개수 은 실제

로 학내에서 구동되는 웹 서버들의 개수이며, 본

절에서는 100으로 가정한다. 또한 모든 서버가

입력되는 웹 트랜잭션의 트랙픽도 동일하고, 트

랜잭션의 처리시간 분포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결과값 추출의 편의를 꾀한다. 그리고 coefficient

of variation은 =10이고, 모든 웹서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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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리용량은 평균 응답시간 로서 결정되었

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

게 된다.

      , 


    ,

       (23)

4.1절의 결과로부터 하나의 웹 서버가 필요로

하는 처리용량은 다음과 같다.

 










(24)

또한 모든 웹서버 컴퓨터의 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25)

그러면 레거시 웹 서버 시스템의 총 TCO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26)

레거시 웹서버 시스템을 통합 클라우딩 시스

템으로 전환할때  
  



 ⋅ 및 =10

이 성립하며, 클라우딩 컴퓨터의 처리용량은 다

음과 같다.

 





 




(27)

또한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28)

(그림 4)의 그래프에 과 를 비교하

고 그 때의 전환이익을 보였다. 이때 동일한 서

비스 환경, 즉 같은 평균 응답시간( )에서

비교를 하였다.

(그림 4) 100, 5000원/월,

 10000원/월,   0.1초,   10,

 5000원/월,  500,000원/월 일때의

레거시 시스템 및 클라우딩 시스템에서의 

및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익

(a)  ⋅

  

(b)  ⋅log

(Figure 4) TCOs and conversion profit when

100, 5000KRW/month,

 10000KRW/month,   0.1sec,

  10,  5000KRW/month,

 500,000KRW/month

레거시 웹 서비스를 통합 클라우드 시스템으

로 전환할 때 얻는 이익은 크게 세가지 요소로

분석된다. 첫째는 전체 레거시 웹 서버의 운영

경비(OE)보다 통합 클라우딩 시스템의 OE가 더

작은 경우로서 웹 서버의 개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이 클 때는 전환이익이 충

분히 나타날 수 있으나, 이 작으면 오히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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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레거시 웹 서버의 OE 보다 클라우딩 컴퓨터의

OE가 많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개

웹 서버가 클라우딩으로 통합되면 의미가 있게

된다. 두 번째는 클라우딩으로 통합했을 때 처리

용량의 다중화에 따른 전환 이익이다. 이는 레거

시 시스템의 개별 웹 서버에서는 웹 트랜잭션을

서비스 할 때와 서비스하지 않을 때의 유휴 상

태로 있을 경우로 구성되나, 통합 시에는 다중화

효과로 인하여 유휴 상태가 줄어들게 됨으로서

처리용량의 효율이 높아진다. 이 전환이익은 요

구되는 평균응답시간이 작을수록 더 커지게 되

는 데, 요구되는 평균 응답시간이 작을수록 처리

시간의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해야할 처리용량이

더 커지므로, 이를 클라우드 컴퓨터로 통합하면

다중화 효과가 극대화 된다. 하지만 요구되는 평

균 응답시간이 크면, 처리시간의 불확실성이 작

아져서 다중화 효과는 줄어든다.

세 번째는 처리용량과 와의 관계에서 나

오는 처리용량 규모에 따른 전환 이익이다. 특별

한 경우가 아니면 컴퓨터의 처리용량이 배가

되더라도 가 배로 되지는 않는다. 본 논문

에서는 시세함수로서  ⋅ 및

 ⋅log를 가정하였는데, 전자는 처

리용량 규모에 의한 전환이익이 없게 되며, 후자

는 처리용량 규모에 따른 전환 이익이 존재한다.

(그림 4)의 그래프는   0.1초인 경우

로서 웹 서비스의 평균응답시간이 아주 짧은 경

우이다. 실제로 웹 서비스의 응답시간은 웹 서버

의 응답시간에 네트워크 전송 시간,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처리시간 등을 포함하므로, 주어진 

및 보다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

우도 체감 응답시간은   0.1초 보다 커

지게 된다.   0.1은 웹 트랜잭션의 처리

시간에 비해서 크지 않은 시간이므로, 클라우드

컴퓨터로의 통합 웹서비스 전환에 대한 다중화

의 효과가 웹 트랜잭션의 도착률이 증가함에 따

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림 4)(a)는

 ⋅의 경우로서 컴퓨터의 처리용량과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로서 처리용량

규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없으며, 다중화에

따른 효과가 주가 된다. 반면 (그림 4)(b)는

 ⋅log의 경우이며 다중화 효과와

처리용량 규모에 따른 효과가 더해짐으로써 전

환이익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4)

및 이어 논의될 (그림 5)와 (6)의 그래프에서는

다중화 효과와 처리용량 규모에 따른 비용 절감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운영비용)

에 의한 전환 이익은 0이 되도록 하였다. 본 분

석에 사용된 수치에 따르면 웹 서버 이 100개

를 넘어서면 운영비용에 의한 전환이익이 발생

한다.

(그림 5)와 (6)의 그래프는   1.0초 및

2.0초일 때, 즉 웹 서비스의 평균응답시간을 적

절하게 그리고 다소 크게 설정한 경우의 전환이

익을 보인다. 하나의 웹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시

간으로 보면   1.0초 및 2.0초는 아주 큰

값으로서 다중화에 따른 전환이익 효과(레거시

시스템의 처리용량의 총합과 통합 클라우딩 컴

퓨터의 처리용량의 차이)는 도착률()이 200 정

도에서 포화상태에 접근하여 이후에는 거의 일

정한 값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5) 및(

6)의 그래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

림 5) 및 (6)의 (a)  ⋅ 그래프들에서는

전환이익이 바로 포화상태에 들어가며, 이에 따

라 전환이익도 매월 2천4천백만원(그림 5(a)) 및

1천2백만원(그림 6(a))에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b)  ⋅log 그래프들에

서는 처리용량 규모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어 도

착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환이익이 완만하지

만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응용을 효과적으로 클

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

다. 전환할 대상 응용을 선정하는 것 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도 성능과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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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00, 5000원/월,

 10000원/월,   1.0초,   10,

 5000원/월,  500,000원/월 일때의

레거시 시스템 및 클라우딩 시스템에서의 

및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익

(a)  ⋅

(b)  ⋅log

(Figure 5) TCOs and conversion profit when

100, 5000KRW/month,

 10000KRW/month,   1.0sec,

  10,  5000KRW/month,

 500,000KRW/month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과 비용은 모델링, 시

뮬레이션, 측정의 방법으로 인프라, 플랫폼, 서비

스 수준에서 광범하게 분석돼 왔으나 대체로 그

방법이 복잡하고 많이 사용하는 실제응용을 다

룬 연구는 많지가 않다.

(그림 6) 100, 5000원/월,

 10000원/월,   2.0초,   10,

 5000원/월,  500,000원/월 일때의

레거시 시스템 및 클라우딩 시스템에서의 

및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익

(a)  ⋅

(b)  ⋅log

(Figure 6) TCOs and conversion profit when

100, 5000KRW/month,

 10000KRW/month,   2.0sec,

  10,  5000KRW/month,

 500,000KRW/month

본 논문에서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주로 하는

웹 서버들을 통합하여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할 때 요구되는 최적용량과 전환이익을 분석하

였다. 홈 페이지 서버들의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

고, 기존 웹 서버와 동일한 서비스품질을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의 최적용량 관계식을

찾고 그 때의 전환이익을 분석하였다. 서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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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이용률이 대체로 낮고 평상시 업무부하의 변

화도 크지 않은 특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요청

하는 웹 트랜잭션의 도착률과 컴퓨터 처리용량

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요구되는 클라우드 컴

퓨터의 처리용량은 평균 응답시간에 따라 현격

히 줄어들 수 있음을 보였고, 다중화 효과와 처

리용량 규모가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요소

임을 확인하였다. 제시된 웹 서비스 모델과 분석

결과는 중대규모의 대학 캠퍼스는 물론 서비스

환경과 업무 특성이 비슷한 기업, 기관들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또한

계획단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상위 계

층 응용 서비스들의 자원요구 특성과 클라우드

플랫폼의 다양한 자원관리 정책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모델링과 분석은 또 다른 과제로 남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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